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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생체인식기술은 사람의 신체적, 행동적 특징을 자동화된 장치로 추출하
여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기술로, 바이오인식기술이나 바이오매
트릭스라고함

□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있는 패스워드나 PIN, 열쇠등은망각,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이유로 높은 보안 성능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반면, 생
체인식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고유한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분실 및 도난 등의 문제가 없어 각광받고 있음
□ 각 개인의 얼굴모양(face)과 얼굴열상(thermal image)을 이용하는 얼굴
인식, 홍채(Iris)를 이용하는 홍채인식, 정맥(Vein)을 이용하는 정맥인식,
지문(Fingerprint)을 이용하는 지문인식과 그외에 망막(Retina), 손모양
(Hand geometry) 등을 이용한 것이 포함되고 있음
□ 전세계 생체인식시장은 2015년 20억 달러에서 25.3%의 연평균 성장률
을 보여 2024년 14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생체 인식 기술 관련 특허는 총 6,721건으
로, 기술 개발 초기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며 활발한 연구 개발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됨
□ 주요

상위

출원인은

FUJITSU(JP),

삼성전자(KR),

HITACHI(JP),

엘지전자(KR) 등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남
□ 생체정보 기반 인식 시스템 기술과 관련된 특허소송 기업을 살펴보면,
생체인증의 해석 소프트웨어나 스캐너 하드웨어, 인증 패키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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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IMAGEWARE SYSTEMS가 있음

□ IMAGEWARE SYSTEMS가 소송을 건 기업으로는 WCC SERVICES US,
FULCRUM BIOMETRICS, M2SYS TECHNOLOGY 등이 있음

□ IPC별 출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로 데이터 처리에 관한 IPC가 상위
IPC로 도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특히 데이터의 인식 및 표시(G06K),
전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처리(G06F)가

전체

출원

6721건

중

3,908건에 달하여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내 생체인식 산업의 매출을 기준으로 볼때, 지문은 제조업 분야,
홍채는 금융분야, 정맥과 얼굴과 음성 등은 공공분야의 수요가 가장
높음

□ 향후 10년간 금융, 헬스케어, 정부부문이 생체인식 시장의 주요산업으
로 자리매김하고 지문, 홍채, 음성인식이 생체인식방식 중 가장 큰 매출
을 올릴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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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배경
□ 생체인식기술은 사람의 신체적, 행동적 특징을 자동화 된 장치로 추출하
여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기술로, 바이오인식 기술이나 바이오매트
릭스라고함
□ 생체인식기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각 사람마다
고유하여, 변하지 않고 변화시킬 수도 없으며, 센서에 의한 획득과 정량
화가 쉬운 특징을 갖고있어야 함

□ 현재까지 연구된 생체인식방법으로는 아래 표와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
러한 생체 특징은 얼굴모양, 홍채, 망막, 정맥, 지문, DNA 등의 신체적 특
성을 이용한 방법과 서명, 음성, 걸음걸이 등의 행동학적 특성을 이용하
는 방법으로 분류할수있음

▲

여러가지 생체 인식 방식(출처 : 생체인식 기술 현황 및 전망http://j.mp/116QCxG)

□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용자 인증방식인 패스워드나 PIN,
열쇠 등은 망각,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이유로 높은 보안성능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반면, 생체인식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고유한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분실 및 도난 등의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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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체인식 기술 비교
구분

지문인식

안면인식

홍채인식

인식 정확도

정확

보장이 어려움

매우 정확

손의 상처나 변형에

나이나 안경 등에

영향 받음

영향 받음

등록

30 초 미만

35 초 미만

1 분 미만

확인

1 초 미만

1 초 미만

2 초 미만

검색 대상군의 규모에

검색 대상군의 규모에

10 만건 검색 기준

따라 다름

따라 다름

2 초 미만

안정성

인식
시간

검색

매우 안정적

*출처 : HCL 자료 재구성(2011)

□ 생체 인식 기술은 아래 표와 같이 현재 금융, 보안, 출입관리, 의료복지,
공공,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점차 다양
한 분야에서 응용 가능해 질 것으로 예측됨

생체 기술 적용 분야
구분
금융

보안

특징
ATM, KIOSK, 모바일, 뱅킹, 증권거래, 전자상거래, 지불 및 결제수단 등
정보보안(시스템 및 데이터 접근 인증제어), 생체로그인(PC 용),
휴대폰/노트북/자동차 등 기기 사용자 인증 등

출입관리

공항(출입국 심사, 불법입출국자 확인 등), 기업(출입통제, 근태관리 등)

의료복지

환자 신분 확인, 기록 관리, 원격 진료, 무인전자처방전 등

공공

마케팅

범죄자 식별(지문대조, 성문 분석 등), 전자주민증(신분증), 선거관리 등

고객 연령 및 성별 추정, 타깃 마케팅(포인트 적립/이벤트 제공 등)

2

2016.10

i-PACIssue Report

□ 온라인 경제의 확대에 따라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험성이 높
아지면서 보다 안전한 보안 기술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지문,
홍채,

얼굴,

정맥과

같은

다양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생체인식

(Biometrics) 기술은, 높은 보안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추고 있어 그 대안
으로 주목받고있음

□ 특히, 최근에 아이폰5S, 갤럭시S5 등 바이오센서가 탑재된 스마트폰의 연
이은 출시는, 생체 인식 기술 시대로의 진입을 가속화 시키고 있음

□ 생체 인식 방법에 따라 지문인식, 홍채/망막인식, 안면인식 등으로 구분
하여 분석을 진행함

□ 이번 보고서에서는 윈텔립스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에 공개, 등록된 생체 인식기술의 특허동향분석을 실시함
-

생체 인식 기술 관련 주요 키워드를 선별하여 동의어·유사어를 활용한
검색식을 작성해 데이터 모집단을 형성한 뒤, 노이즈 문헌을 제거하여
최종 유효데이터를 추출

-

검색결과를 토대로 연도별 특허출원동향, 연도별 출원인 수, 출원인
국적현황, 기술분야별 특허출원 현황, 주요 출원인 현황 등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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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요
□ 생체 인식은 신체적 특징과 행동적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체적
특징은 각 개인의 얼굴모양(face)과 얼굴열상(thermal image)을 이용하는
얼굴인식, 홍채(Iris)를 이용하는 홍채인식, 정맥(Vein)을 이용하는 정맥인
식, 지문(Fingerprint)을 이용하는 지문인식과 그 외에 망막(Retina), 손모
양(Hand geometry 등을 이용한 것이 포함되고있음

□ 행동적 특징에는 음성인식, 걸음걸이인식, 서명인식 등이 있으며, 최근에
는 생체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행동 특징인 걸음걸이, 서명
(Signature), 음성(Voice) 등을 신체적 특징과 복합 활용하고 있음

□ 생체인식은 많은 응용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
용자의 특징을 추출하여 저장하는 등록(registration/enrollment), 1대1 매
칭으로 사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증(verification) 데이터베이스에서 1
대 N 매칭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용자를 찾아내는 식별(identification)
등으로 구분됨

▲

생체 인식 시스템 구성요소 및 원리 (출처 : ICT 중점기술 표준화 전략맵(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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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인식기술은, 전용센서를 이용하여 지문의 디지털 영상을 획득하여 사
용자를 인식하는 기술로 광학식지문인식, 정전용량식 지문인식, 초음파식
지문 인식으로 구분됨

□ 지문인식 기술은 0.5% 이내의 낮은 에러율과 비교적 높은 인식률 및 소
형화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문이 손상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적
용이 불가능하며 손가락의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음

지문인식 기술의 종류
구분

방식

광학식 지문인식
가시광선에 반사된 지문
영상을 획득하는 방식

비광학식 지문인식
정전용량식 지문인식

초음파식 지문인식

전기용량의 차이를

초음파센서에 초음파 검사

이용하여 지문 영상을

원리를 사용하여 지문

획득하는 방식

영상을 획득하는 장치

예시

* 출처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생체인식 기술 및 시장 동향(2016)

□ 얼굴 인식기술은 인간이 다른 사람을 인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이 얼굴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생체인식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 얼굴인식은 얼굴 전체보다는 코와 입, 눈썹, 턱 등 얼굴 골격이 변하는
각 부위 50여 곳을 분석하여 인식함
□ 얼굴인식 기술은 카메라를 이용하는 거부감이 적으며, 사용자가 판독을
위해 자연스럽게 제출한 사진이 남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후 추적이 가능
하나, 조명 및 환경과 영상의 각도에 민감하며 변장, 성형수술, 쌍둥이 등
을 구분함에 있어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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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과정
얼굴 영역 추출 과정

얼굴인식 과정
<찾아낸얼굴이누구의얼굴인지감별하는과정>

<영상전체에서얼굴을구분하는과정>
•얼굴혈관에서나오는열을적외선카메라로
촬영하는특징점기반방식과 3 차원얼굴영

•얼굴의위치와여부를식별한다음저장된데이터베이스와비교

상을이용한영상기반방식을사용함

하여본인의얼굴인지여부를판별

* 출처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생체인식 기술 및 시장 동향(2016)

□ 홍채인식 기술은 사람의 눈에서 중앙의 검은 동공과 흰자위 사이에 존재
하는 도넛 모양의 홍채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기술임

▲

동공, 홍채, 공막 구조 (출처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생체인식기술및시장동향(2016))

홍채인식 과정
단계

내용
적외선 카메라가 사용자의 눈에서 가장 진한 색감을 가진 동공을 중심으로

(1 단계)
홍채 영상 검출 부분

색, 명암등의 변화가 심한 동공과 홍채의 경계를 찾아 홍채를 검출. 또한,
홍채 외부를 둘러싼 공막과의 경계도 마찬가지로 검출하여 홍채영역을
분리함

(2 단계)
사용자의 홍채인지를
검증하는 부분

동공의 경계부터 공막과의 경계까지를 좌표화 한 후 홍채무늬를 0 과 1 로
표현되는 숫자로 이진화하며, 이이 진화된 코드 열을 가지고 기존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용자 홍채코드 열과 비교하여 영상 촬영된 홍채의
진위여부를 가림

* 출처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생체인식 기술 및 시장 동향(2016)

□ 홍채 인식 기술의 장점은, 쌍둥이조차 서로 다른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
통계학적으로 DNA분석보다 정확하다고 알려져있고, 홍채는 복제가 거의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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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 또는 아주 드문 질병을 제외하고는 일생 동안 변화하지 않으며, 콘
텍트 렌즈나 안경을 착용하더라도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며, 홍채
는 266개의 고유패턴이 존재하여 40개정도의 식별특징을 갖는 지문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함으로 안정성과 인식률이 높으나, 인식방법에 따라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고가임

□ 이 외에도 귀 인식, 음성인식, 근전도 신호(손/팔의 동작), 손 혈관 인식,
걸음걸이 인식, 입술 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식 방안들이 고안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생체인식 관련 제품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음

□ 특히 생체인식 센서 기술은 스마트카드에 탑재 가능하도록 센서를 소형
화하고 가격을 저렴화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고 있음

▲

다양한 생체인식 관련 제품(출처 : TTA Journal no.98 생체인식기술의 현황과 전망)

□ 향후 단일 생체인식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생체정보를 동시
에 활용하는 다중 생체인식으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며,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등의 이점을 가진 스마트카드와 PKI 등 보안 연동 제품의 출현 및
전용 하드웨어 칩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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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동향
□ 전세계 생체인식시장은 2015년 20억 달러에서 25.3%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 2024년 14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시장조사기관 Tractica)

▲전세계 모바일 생체인증 매출액 규모 추이 (단위 :백만달러)
출처 : 전세계 생체인식시장 전망 (2015-2024)

□ 향후 10년간 금융, 헬스 케어, 정부 부문이 생체인식 시장의 주요 산업으
로 자리매김하고 지문, 홍채, 음성 인식이 생체인식 방식 중 가장 큰 매
출을 올릴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출입관리용으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외에 보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에서 이를 조명하고 있음

□ 2014년 국내 생체인식 제품 매출액 규모는 1,867억 원 규모로 추산됨
-

2013년 1,724억 원 대비 8.3% 증가하였고, 2013년부터 연평균 9.2%씩
증가하여 2018년에는 4,147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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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채 인식시스템 매출이 연평균 94.7%씩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의 증가
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지문인식시스템 매출
은 연평균 10.8%씩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대상별 생체인식 시장의 규모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매년 여러
가지 생체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응용분야에 따른 국외 생체인식 기술 시장 전망 (단위 : US 달러)

출처 : www.grandviewresearch.com/industry-analysis/biometrics-industry

□ 지문인식(자동 지문인식+비자동 지문인식)이 전체 생체인식 중 약 66%,
얼굴인식과 홍채인식이 각각 12%와 7%를 차지하는 등 세 가지 주요 생
체정보(지문, 얼굴, 홍채)들이 전체 생체인식 시장에서 85%를 차지함

▲

생체 인식 방식별 시장 점유율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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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동향분석
1) 생체 인식 기술의 특허분석 결과

[생체 인식 기술의 연도/나라별 특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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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생체 인식 기술 관련 특허는 총 6,721건으로,
기술 개발 초기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활발한 연구 개발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됨
- 특허절차상 출원 후 공개가 되기까지 통상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을 고려한다면 2014년도 이후에는 미공개 특허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함
□ 미국의 경우 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출원이 시작되었고,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관련 특허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
으며,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미국이 전체 출원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기술 시장에서 비교적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한국의 경우 기술 초기 기술개발이 미미 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1년에 출원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다시 증가 추세로 접어든 것으로 파악됨

□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활발한 출원 동향을 보이고 있고, 2005년까지
급격하게 출원이 증가하였으나, 2005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됨

□ 유럽 출원의 경우 총 653건으로 전체 출원의 10%의 비율을 차지 하고
있고, 미국의 출원 동향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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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국적현황]

□ 총 6,721건의 특허의 출원인 국적을 살펴본 결과 한국 출원인의 특허가
2,239건으로 33%의 점유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일본이 2,006건으
로 30%, 미국이 1,629건으로 24%의 출원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남

□ 주로 한국, 일본, 미국 국적의 출원인이 생체 인식 기술 관련 출원을 진
행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한국 국적 출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
로 파악됨

□ 이 외에도 대만, 중국, 프랑스 등의 국가는 약 1-2%의 점유율을 보였으
며, 이 외 기타 기타 8%가 존재하고, 이에 해당되는 국가는 독일, 네덜란
드, 캐나다, 영국 외 41개국이있음

□ 국가별로 특허 출원분포를 살펴보면, 미국특허가 2,311건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특허는 내국인, 외국인의 출원이 각각 53%, 47%로
유사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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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해외출원인의 경우, 일본 국적 출원인이 411건으로 절반 이상인
54%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이 195건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 한국의 경우 내국인이 2,279건 중 1,961건을 출원하여 86%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해외출원인의 경우 미국 국적 출원인이 44%(122건), 일본
국적 출원인이 41%(113건)의 비중을 차지함

□ 일본은 전체 1,478건 중 1,282건이 내국인에 의한 출원으로, 내국 출원
비율이 높은것으로 분석되며, 196건의 해외 출원 중 미국이 5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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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국인

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

일본은

80%이상이

내국인의

출원으로 자립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럽의 경우 외국인
출원이 76%에 달해 다른 국가에 비해 해외 의존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고, 특히 미국과 일본 국적 출원인에 의한 의존도가 높음

[연도별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 미국특허는
초반부터

초기에
점차

내국인

외국인

중심의

출원

출원이

비중이

이루어

늘어나기

졌고,

2000년대

시작하였으나,

이후

최근까지 주로 내국 출원인에 의한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됨

□ 한국특허의 경우는 내국인의 출원은 최근 2014년에 20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외국인의 출원은 이에 비해 다소 적은 비율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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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로 본 생체 인식 기술의 위치]
1.

분석 구간 : ‘90~’95, ‘96~’00, ‘01~’05, ‘06~’10, ‘11~’16 (출원연도)
2.

X축 : 출원인수, Y축 : 출원건수

□ 생체 인식 기술 분야의 기술위치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동향은
기술혁신의 주체인 출원인수와 기술혁신의 결과인 출원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성장기 단계를 나타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1~5구간까지 점진적으로 출원인 수와 출원 건수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전체 동향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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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구간이 지날수록 출원인수, 출원
건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동향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기술수명 동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한국이 생체 인식
기술의 현재 개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일본과 유럽의 경우 1구간에서 특허가 출원된 이후 2구간부터 출원인 수
출원건수 모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한국과 미국처럼 증가
폭이 큰 편인 것으로 분석됨
□ 각 나라들의 특허건수와 출원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4년 이후 미공개 된 특허를 고려한다면 생체 인식 기술은 앞으로
성장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출원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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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상위

출원인은

FUJITSU

LTD(JP),

삼성전자(KR),

HITACHI(JP),

엘지전자(JP) 등의 전자 장비 관련 업체인 것으로 나타남

□ 생체 인식 기술 관련특허 최다 보유사인 일본의 FUJITSU LTD는 전체
416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한국 46건, 미국 117건, 일본 165건, 유럽
88건의 국적별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뒤를

이어

한국의

삼성전자가

총

268건을

출원하여

차상위

출원인으로 도출됨

□ 상위 출원인 중 한국 국적 출원인은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엘지전자, 등이 있고, 주로 일본 국적 출원인이 대부분이며 GOOGLE, IBM
등의 미국 국적 출원인도 일부 존재함

□ IPC별 출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데이터의 인식 또는 데이터의 표시(G06K),
및 전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 처리(G06F) 분야의 출원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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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별 출원현황]
IPC

기술분야

G06K

데이터의 인식; 데이터의 표시

G06F

전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처리(계산의 일부가 액체력
또는 기체력을 사용하여 행하여지는 계산기

출원건수 출원비중
2,854

42.5%

1,054

15.7%

G07T

이미지 데이터 처리 또는 발생 일반

935

13.9%

H04L

디지털 정보의 전송, 예. 전신통신

288

4.3%

238

3.5%

관리용, 상업용, 금융용, 경영용, 감독용 또는 예측용으로
G06Q

특히 적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방법; 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관리용, 상업용, 금융용, 경영용, 감독용
또는 예측용으로 특히 적합한 시스템 또는 방법

□ 상세히 IPC별 출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로 데이터 처리에 관한 IPC가
상위 IPC로 도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특히 데이터의 인식 및 표시(G06K),
전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처리(G06F)가 전체 출원 6721건 중 3,908건에
달하여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 외에도 이미지 데이터 처리 또는 발생 일반(G07T), 디지털 정보의
전송(H04L), 관리용, 상업용, 금융용, 경영용, 감독용 또는 예측용으로
특히 적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방법(G06Q) 분야의 출원건수가
각각935건, 288건, 238건을 차지하여 대략 총 20% 수준의 점유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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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사례

□ 다양한 종류의 생체정보 기반 식별 및 인식 시스템 관련 기술 출원이 최
근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특허출원이 된 기술분야로는 생체 정보에 기반한 식별 기술, 생체 인식을
위한 알고리즘 기술, 생체 정보 저장, 전송 및 보안 기술 등이 있음
□ 생체정보 기반 인식 시스템 기술과관련된 특허소송 기업을 살펴보면, 생
체인증의 해석 소프트웨어나 스캐너 하드웨어, 인증 패키지 등을 제공하
는 IMAGEWARE SYSTEMS가 있음
□ IMAGEWARE SYSTEMS가 소송을 건 기업으로는 WCC SERVICES US,
FULCRUM BIOMETRICS, M2SYS TECHNOLOGY 등이 있음
□ 소송의 대상이 된 특허 기술은 다중 생체인식 분석을 위한 시스템 및 플
랫폼 기술 등이 있음

1. IMAGEWARE SYSTEMS, INC. V. WCC SERVICES US, INC. ET AL.
소송번호

3:13-CV-00382

원고명

IMAGEWARESYSTEMS
CREATIVE

소송제기일

2013-06-18

피고명

INFORMATION

TECHNOLOGY,WCC GROUP, B.V. A
NETHERLANDS,WCC SERVICES US

소송원인

35:271 PATENT INFRINGEMENT

법원명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U.S. Pat. No. 7298873

관련특허정보

- Multimodal biometric platform
U.S. Pat. No. 736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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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modal biometric analysis
U.S. Pat. No. 7606396
- Multimodal biometric platform
U.S. Pat. No. 7596246
- Multimodal biometric platform

2. IMAGEWARE SYSTEMS, INC. V. FULCRUM BIOMETRICS, LLC ET AL
소송번호

3:13-CV-00936

원고명

IMAGEWARE SYSTEMS

소송제기일

2013-04-18

피고명

소송원인

35:0271 PATENT INFRINGEMENT

법원명

SOUTHERN DISTRICT OF CALIFORNIA

NEUROTECHNOLOGY,FULCRUM
BIOMETRICS

U.S. Pat. No. 7298873
- Multimodal biometric platform
U.S. Pat. No. 7362884
- Multimodal biometric analysis
관련특허정보
U.S. Pat. No. 7606396
- Multimodal biometric platform
U.S. Pat. No. 7596246
- Multimodal biometric platform

3. IMAGEWARE SYSTEMS, INC. V. M2SYS TECHNOLOGY, LLC ET AL
소송번호

3:13-CV-00846

원고명

IMAGEWARESYSTEMS

소송제기일

2013-04-08

피고명

M2SYSTECHNOLOGY

소송원인

35:0271 PATENT INFRINGEMENT

법원명

SOUTHERN DISTRICT OF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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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at. No. 7298873
- Multimodal biometric platform
U.S. Pat. No. 7362884
- Multimodal biometric analysis
관련특허정보
U.S. Pat. No. 7606396
- Multimodal biometric platform
U.S. Pat. No. 7596246
- Multimodal biometric platform
출처 : IPCAST

□ 비콘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허 출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관
련 기술의 특허 소송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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